극지과학

주관캠퍼스 소개

Polar Science

출발점으로 극지 연구부, 극지연구센터, 극지연구본부를 거쳐 오늘날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는 1987년 남극기지 건설 사업과 더불어 창설된 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남극세종기지 뿐만 아니라 북극다산기지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극지연구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ATCP), 국제남극과학위원회(SCAR),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저명한 국제학술지를 통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지명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극은
과학연구를 통해 국가의 이익이 보장되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이며, 북극은 주변국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개발을 추구하여야 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21세기는 지구환경변화 관련 연구가 크게

극지연구소

주목받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있어 극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www.kopri.re.kr

될 것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미개발, 비오염 지역으로서 극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만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극지연구소
Tel : 032-770-8400
Fax : 032-770-8709

국제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지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쇄빙 연구선의 건조, 남극대륙 제 2기지 건설, 북극다산기지 신축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연구의 활성화, 국제화를 통해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공공복지에
이바지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 개요
극지과학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극지역에서의 제반 자연과학적 현상의 관측과 이해 및 자원의
개발과 공학적 활용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센 곳으로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 대상이다. 또한 극지는 지구상 남은 유일한 미개척지로서 자원의
보고이자 오염되지 않은 거대한 청정 천연 실험실이다. 특히 최근 지구환경변화 관련해 극지가 지구의
열 흡수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극지과학은 자연과학 및 공학의 전분야가
포함된 다학제간 거대 복합과학으로서 학사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접근가능하며, 석박사 과정에서는
기존 전공분야 혹은 새로운 응용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석박사
과정에서는 지질, 해양, 기상 등 폭 넓은 지구과학적 지식과 아울러 기초적인 극지환경의 이해를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며, 논문지도교수가 정해지면 전공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 및 실험에 임하게 된다.
특히 극지과학은 남북극 기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실험을 중요시하므로 극한 환경에서의 생활과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 개척정신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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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CAMPUS INTRODUCTION
Korea’s polar research history began in 1987 with the Polar Research Center of the Ocean
Research Institute which was set up as part of the Antarctic station Constr uction program.
Since that time, it expanded from a mere Polar Research Laborator y to Polar Research
Institute, a subsidiary research unit of the Korea Ocean Resea rch Institute.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s now a real international polar re search institute operating the King
Sejong Station in Antarctic and Dasan Station in the Arctic. I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several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 (ATCP),
the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and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IASC),it has come to be recognized internationally by publishing its research
achievements in prominent international journals. Antarctica is the sole part of the earth that
can be used to secure national interes t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while tje Arctic is special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egion will require joint development through joint research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scientific research related to the global climate
is expected to attract significant attention, and the polar regions will play critical roles in
research on the global climate . Expansion of research activities on a continuous basis in
these last undeveloped and non-polluted regions of the earth will be the only way to secure
the national interest for the country.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activities in polar regions,
among other things it is necessary that sufficient infrastructures to support such activities
be built up. Inorder to build up such infrastructure for polar research, we have many tasks
to complet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research ice breaker, the building of a second
station in Antarctic and the reconstruction of Dasan station in the Arctic.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 subsidiary research unit of Korea Ocean Research Institute, will by
building up the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the globalization of research activities make its
utmos t effort to serve the public interests by becoming the only polar research institute
in Korea.

INTRODUCTION OF MAJOR
Polar sciences monitor and attempt to understand natural phenomena and study resources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in the polar regions of the Arctic and Antarctic. Because both
polar regions are the coldest, driest and windiest areas on the earth, they have become
very interesting subjects of scientific research. Polar regions are the world's only unexploited
areas and clean natural laboratories that remain on the earth, thy also have huge resource
potential. Polar regions as the heat sink of the earth are known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global environment. Polar science is a multi-disciplinary complex science covering most of
the natural and engineering fields, this field can be approached by all undergraduate majors.
Higher level of research is expected in the area of student's undergraduate major or in new
applied fields in master's and doctoral courses. Various courses are offered in the field of
earth science including geology, oceanography and meteorology, as well as introductory
courses on the polar environment and in-depth courses with lectures and experiments that
need to be taken after thesis supervisors are assigned. Polar science majors require pioneering
and voluntary attitudes to challenge the harsh polar environment during their field experiments
in the Arctic and Ant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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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미래에 도전할 진취적
역량을 갖춘 극지과학기술
전문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다양한 분야의 유망 연구인력 발굴
타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
극지 고유 연구분야 전문가 집중 육성

연구부문

극지과학기술 보급 및 학계 관심 유도
극지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특성 이해
학제간 융합 연구 활성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다양한 전공분야 인재 선발
현장 실험 위주의 극지 전문인력 배양
극지 고유 전공분야로 역량 집중

연구부문

대학과의 공동연구 확대 강화
세계 최첨단 분야 집중 지원 육성
학제간 대형 복합과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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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생명과학
∙ 역학
∙ 지구과학
∙ 해양학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필수

극지과학개론 | Introduction of Polar Sciences

(Major)

선택

극지기후과학개론 | Introductionto Polar Climate Sciences
극지빙화학개론 | Basic Ice Chemistry

∙ 환경학

극지생화학 | Polar Biochemistry
극지환경화학 | Polar Environmental Chemistry
극지 단백체학 | Polar Proteomics
극지 세포생물학 | Polar Cell Biology
극지구조생물학 | Polar Structural Biology
극지생물공학 | Polar Biotechnology
극지식물학개론 | Polar Plant Biology
극지원격탐사 | Polar Remote Sensing
극지해양생산력 모니터링
| Monitoring of Primary Production In Polar Ocean
극지 고층대기 물리 | High-Latitude Ionospheric Physics 1
극지분지해석 | Analysis of Basins in the Polar Areas
고해양학 특론 | Palaeoceanography from Core Sediments
초기동물진화 | EarlyAnimalEvolution1
태양계 형성과 진화 |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lar System
퇴적상분석 특론 | Advanced Facies Analysis
해양 생물음향학의 이해 | Principal of Marine Bioacoustics
해양미생물생태학 | Marine Microbial Ecology
동물형태진화 해석 특론
| Advanced Analysis of Animal Morphology 1
동위원소 지구화학 | Isotope Geochemistry
생물광학 | Bio-Optics
남북극의 퇴적환경 진화
| Evolution of Depositional Environments in the Polar Areas
우주과학개론 | Introduction to The Space Environment 1
세미나

극지과학세미나 1 | Polar Seminar 1

(Seminar)

극지과학세미나 2 | Polar Seminar 2
극지과학심화세미나 1 | Seminar on Advanced Polar 1
극지과학심화세미나 2 | Seminar on Advanced Po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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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생물정보학 | Bio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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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극지기후과학개론 | Introduction to Polar Climate Sciences

UST 교과과정

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극지분지해석
Analysis of Basins in the Polar Areas
퇴적분지의 생성과 발달 변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능력 배양

고해양학 특론
Palaeoceanography from Core Sediments

극지빙화학개론

고해양 환경의 이해

Basic Ice Chemistry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기초 빙화학반응의 이해

극지 고층대기 물리

To understand basic ice chemical reactions in polar region

High-Latitude Ionospheric Physics 1
극지에서 전리권과 중간권 및 열권의 이해, 오로라 발생과 전리권-자기권

극지생물공학

상호작용 이해

Polar Biotechnology
최신 연구자료를 통해 극지고유생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얻는 과정에 필요한

극지 단백체학
Polar Proteomics
본 과목은 극지 극한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단백체학적

방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
Understanding the biotechnological methods for the production of
useful materials derived from polar organisms

연구접근법에 대해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lass delivers basic knowledge on proteomics to understand

극지생화학

extreme physiology of polar organisms, and the students will be

Polar Biochemistry

able to design and perform their researches in proteomic approach

생체 고분자의 특성 및 생화학적 기능의 이해

극지 세포생물학

극지식물학개론

Polar Cell Biology

Polar Plant Biology

극지생물의 생명현상을 세포수준에서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극지식물의 분자 생리 특성 이해

교수하여 극지의 특이한 환경에서 발달된 생명체의 생육기작을 이해 및
분석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lass delivers basic knowledge on basic cell biology of polar
organisms to understand extreme physiology of polar organisms,
and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design and perform their researches

극지원격탐사
Polar Remote Sensing
원격탐사 개념 및 극지활용 이해

to define cellular regulation mechanisms of polar organisms.

극지해양생산력 모니터링
극지과학개론
Introduction of Polar Sciences
극지 지구과학, 해양, 기후, 생물 및 국제정치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의
습득과 최신 이슈 제시

극지구조생물학
Polar Structural Biology
극지생물체 유래 단백질의 구조논문 이해

극지기후과학개론
Introduction to Polar Climate Sciences
극지기후과학의 이론과 기후변화 현상의 기본 기작 이해

Monitoring of Primary Production In Polar Ocean
전지구 규모의 해양일차생산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색원격탐사 자료의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식물플랑크톤 광합성 형광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극지환경화학
Polar Environmental Chemistry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환경화학 반응 이해

남북극의 퇴적환경 진화
Evolution of Depositional Environments in the Polar Areas
연구대상 남북극 퇴적분지에 대한 연구경향 파악 및 연구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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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동물형태진화 해석 특론

Seminar Course

Advanced Analysis of Animal Morphology 1
무척추동물의 형태진화를 이해
극지과학세미나 1
동위원소 지구화학

Polar Seminar 1

Isotope Geochemistry

다양한 극지연구의 최신연구동향 세미나

지구화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동위원소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한다.
극지과학세미나 2
생물광학

Polar Seminar 2

Bio-Optics

다양한 극지연구의 최신연구동향 세미나

해색원격탐사의 원리와 적용 및 새로운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생물광학
특성 이해

극지과학심화세미나 1
Seminar on Advanced Polar 1

우주과학개론

다양한 극지연구의 최신연구동향 세미나

Introduction to The Space Environment 1
고층대기 및 우주환경의 기초 이해

극지과학심화세미나 2
Seminar on Advanced Polar 2

초기동물진화
Early Animal Evolution 1
캄브리아기 초기 동물의 진화 및 발생을 이해

태양계 형성과 진화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lar System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론들과 초기 태양계에 대한 운석의
연대학적 연구들에 대해 학습한다.

퇴적상분석 특론
Advanced Facies Analysis
퇴적상 모델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지식 습득

해양 생물음향학의 이해
Principal of Marine Bioacoustics
극지 생물음향학의 이해: 이론과 실제

해양미생물생태학
Marine Microbial Ecology
해양서식 미생물의 생태학적 특성, 역할, 연구기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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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극지연구의 최신연구동향 세미나

